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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연구개내 근성형술을 이용한 점막하 구개열의 수술적 교정: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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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Correction of Submucous Cleft Palat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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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ucous cleft palate (SCP) is a relatively rare subtype of cleft palates with a prevalence
of 1:1250-1:1:6000, and it shows ambigous clinical characteristics which consist of bified
uvula, midline soft palate muscle separation, and a notch in the posterior hard palate
margin. The diagnosis of SCP is not easy, because early detection of clinical signs is
scarcely achieved. As a result, surgical repair of SCP might be delayed, and velopharyngeal
insufficiency can be persistent for a long time. The surgical treatment of SCP includes an
intravelar veloplasty, which aims to uniting the levator veli palatini muscle, and elongation
of the soft palate. We experienced a case of SCP in a 4-year-old patient who underwent
intravelar veloplasty for surgical repair, and showed no complications. In this case report,
authors present surgical design, and technique for SCP repair using intravelar veloplasty with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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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palate muscle), 경구개 후방 변연의 절흔(a notch in the
posterior hard palate margin)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막하 구개열(submucous cleft palate)은 상대적

점막하 구개열의 진단은 임상검사, 연구개에 대한 내시

으로 덜 흔한 구개열의 아형(subtype)으로, 대략적으로

경을 이용한 검사 등을 통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Calnan

1:1250-1:6000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의 삼징후에 근거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구개열보다는

1

다. 점막하 구개열의 발생률에 관하여는 알려진 정보가

진단이 어려운데, 이는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

거의 없는데, 이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출생 당시에 무증

는 경구개 및 연구개의 열(cleft)이 보이지 않고, 단지 구

2

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점막하 구개열은 Calnan

개수만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갈라진 구개수는

의 삼징후(Calnan’s triad)라고 알려져 있는 특징적인 임

정상인의 약 1-7.5%에서도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상 소견을 보이며, 이는 갈라진 구개수(bified uvula),

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3,4 잠재성 점막하 구개열(occult

정중부 연구개근의 분리(separation of midline soft

submucous cleft palate)의 존재로 인한 진단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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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점막하 구개열의

였다.

치료는 과비음의 존재나 삼출액을 동반한 재발성 중이염

수술 디자인으로 two-flap 구개성형술(two-flap pala

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가 적응증이 되며, 분리되어있는

toplasty)을 일부 변형하여, 정중부를 남겨두고 양측으로

구개범거근을 연결시켜주고 연구개의 길이 증가를 도모하

직선 및 호선형의 절개선을 구상하였다. 절개는 경구개

5

기 위한 연구개성형술(veloplasty)이 시행된다.

와 연구개의 경계부에서 시작하여 전방으로는 경구개 후

본 증례보고에서는 연구개내 근성형술(intravelar

방 1/2 부위까지, 후방으로는 구개수의 첨부까지 시행하

veloplasty)를 이용하여 점막하 구개열 환자를 성공적으로

였다. 경구개부에서는 점막골막피판을 형성하였고, 연구

치료하였기에, 적용된 술식의 수술적 술기 및 점막하 구개

개부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부착되어있는 구개범거근과 비

열의 치료에 관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점막 사이를 절개 변연을 따라 박리하였다. 이어서 거상

증례보고

된 비점막을 4-0 Vicryl을 이용하여 봉합하였고, 연구개

환자는 4세 남아로서 과비음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점
막하 구개열 외에 다른 구순열이나 구개열은 관찰되지 않
았다. 치열은 정상 유치열을 이루고 있었고, 점막하 구개
열에 대하여 이전에 치료받은 병력은 없었다. 구강내 임상
검사 시, 갈라진 구개수가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경구개
후방 변연의 절흔은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웠으나, 촉진
시 확인되었다(Figure 1). 구개범거근의 정중부 분리 역시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웠지만, 과비음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연구개 근육의 기능이 비정상일 것으로 예측되어 최
종적으로 점막하 구개열로 진단을 내렸다. 전신마취하에
분리되어 있는 연구개근(Figure 2)을 재배열 및 결합시키
려는 목적으로 연구개내 근육성형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

Figure 1. Intraopertive clinical photo showing the charac
teristics of submucous cleft palate. Note the existence
of fissure-like appearance on median mucosa of the soft
p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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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schematic drawing showing the abnormal
insertion of the levator veli palatini muscle onto the
posterior margin of the hard palate.

Figure 3. Intraoperative clinical photo showing the dis
sected levator veli palatini muscle bu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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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lt submucous cleft pala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개하였다.6 따라서 단순히 구내 검사에서 갈라진 구개수
의 존재 유무로는 점막하 구개열을 확진하기 어려우며, 잠
재성 점막하 구개열의 경우에는 진단을 위한 비인두 내시
경(video nasopharyngoscopy)과 같은 추가적 검사를 요
할 수 있다. 이렇듯 점막하 구개열은 진단이 어렵고, 그로
인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증례의 경우에도 4
세에 처음 진단되었고, 시진 및 촉진을 통하여 갈라진 구
개수와 경구개 후방 절흔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과비음을
통해 연구개 근섬유의 비정상적 배열을 예상하고 수술 시
육안으로 확인하여 진단을 확진하였다.
점막하 구개열의 수술적 치료법으로 연구개성형술
Figure 4. Intraoperative clinical photo showing the com
pletion of the mucosal closure.

(veloplasty), 인두성형술(phayngoplasty), Furlow 구개
성형술(The Furlow palatoplasty) 등이 추천되어왔다. 많
은 연구들이 연구개 근육의 비정상적 배열을 교정하기 위

부 비점막 상방의 구개범거근과 구강점막 사이를 Molt 큐

한 목적으로서의 연구개성형술의 이점을 보여주었다.5,7

렛과 blade를 이용하여 예박리(sharp dissection) 및 둔

연구개성형술 중에서 연구개 근육의 재배열을 목적으로

박리(blunt dissection)를 시행하였다. 본 증례에서는 환

하는 연구개내 근성형술의 경우, Sommerlad 등7이 점막

아의 나이가 4세였기 때문에, 연구개 근육들이 충분히 커

하 구개열 환자에게 시행하였을 때 과비음은 시행 환자들

서 수술용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도 박리가 가능하였다

의 85%에서 술전에 비해 개선되었고, 환자의 2/3는 과비

(Figure 3). 전내방으로 위치한 구개범거근 다발을 비점막

음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경미한 과비음만 잔존하였다. 비

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박리하여 양측의 근육을 연구개의

삼출(nasal emission)의 경우, 68%의 환자들에 있어서 사

후방으로 위치시켜, 양측 구개범거근을 정중부에서 접합

라지거나 경미하게 잔존하였다. 인두성형술은 점막하 구

시켜 4-0 PDS로 봉합하였다(Figure 3). 그리고 양측 구개

개열의 수술적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 연

수의 첨부를 4-0 Vicryl로 서로 봉합한 후, 구개수부터 전

구에서 인두성형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80% 이상이 수술

방부 절개선의 구강점막까지 후방에서 전방으로 순차적으

후 정상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8-10 하지만 이러

로 봉합을 시행하여 수술을 마무리하였다(Figure 4). 해외

한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상가들이 첫번째 수

의료봉사에서 시행된 증례였기에 장기간의 경과관찰이 이

술(primary surgery)로서 인두성형술을 시행하지는 않

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수술 직후의 특기할 만한 합병증은

는데, 이는 인두성형술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 및 저비음

발생하지 않았다.

(hyponasality)과 같은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다.11 Furlow 구개성형술은 Z 성형술을 이용하여 연구개

고찰

근의 강력한 걸이(sling)를 형성할 수 있고 연구개의 길이
연장을 도모할 수 있는 수술법으로, Chen 등12은 30명의

점막하 구개열 환자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과비음이

점막하 구개열 환자에게 Furlow 구개성형술을 시행한 연

나 중이염과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약 55%에 달하

구에서, 29명이 술후 적절한 구개범인두 기능을 얻을 수

는 점막하 구개열 환자들이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눈가림 연구나 무작위 연구

5

도 있다. 또한 Kaplan은 기존 점막하 구개열의 전형적인

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비인두 내시경으로 평

삼징후(classical triad)를 보이지는 않지만 연구개의 기

가한 환자는 단지 13명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능이상을 보이는 일련의 환자군을 잠재성 점막하 구개열

성공률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Furlow 구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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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술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인 디자인에 의한 수술이

이다.11,16,17 따라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

기에 연구개 근육의 비대칭적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다.12

각되나, 점막하 구개열의 진단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

전술한 세 가지의 수술법을 구개범인두 부전을 보이는 점

으로 효과적인 조기 진단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막하 구개열 환자들에게 한 명의 술자가 각각 시행하여

로 생각된다.

13

비교한 연구는 Sullivan 등 이 시행한 연구가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입천장내 근육성형술을 시행 시, 수술용 현

Sullivan 등은 58명의 점막하 구개열 환자를 대상으로 구

미경을 사용하여 연구개 근육을 구강 점막으로부터 박리

개범인두 부전의 해소를 위해 각각 연구개내 근육성형술

하게 되는데,14 이는 구개열 수술을 필요로 하는 환아들의

을 동반한 two-flap 구개성형술, Furlow 구개성형술, 인

연령이 평균 12-18개월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연구개 근

두성형술을 시행하여 비교하였다. 수술 후 구개범인두 기

섬유를 구분하기 힘들고, 이로 인하여 육안으로 근육을 분

능이 정상(borderline competency 포함)으로 회복된 비

리 시 정확하게 구강점막 및 비점막으로부터 근육의 분리

율은 연구개내 근육성형술을 동반한 two-flap 구개성형

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증례의 경우, 환아의 나이

술은 30% (6/20), Furlow 구개성형술은 67% (10/15), 인

가 4세로서, 연구개 근섬유 다발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

두피판을 통한 인두성형술은 92% (11/12)를 나타내었고,

을 정도로 충분히 컸기 때문에 수술용 현미경을 적용하지

각 술식 간의 결과는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근거

않고도 박리가 가능하였다. 전내방으로 잘못 위치된 구개

로 Furlow 구개성형술이 연구개내 근육성형술을 동반한

범거근을 박리하여 정중부에서 걸이를 형성하여 구개범거

two-flap 구개성형술보다 더 효과적임을 주장하였으나,

근의 기능을 회복하여 줌으로써, 구개범인두 부전으로 인

저자 스스로 밝혔듯이 저자가 시행한 연구개내 근육성형

한 과비음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비록 장기간의 경과관찰

14

술을 동반한 two-flap 구개성형술의 경우 Sommerlad

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비음 증상의 개선 여부는 확인할 수

에 의해 소개된 구개범거근의 광범위한 박리 및 재배열에

없었지만, 본 수술 및 차후 진행될 언어치료를 병행함으로

대한 보고 이전에 시행되었고, 해당 환자들이 Sommerlad

써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 방법과 같이 구개범거근의 광범위한 박리 및 재배열

결론

을 통해 좀 더 양호한 결과를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고 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연구개내 근육성형술을
시행할 때 단지 경구개 후연의 구개범거근만 박리할 경우

점막하 구개열은 과비음, 재발성 중이염과 같은 증상을

에는 불완전하며, 경구개 후연 뿐만 아니라 좀 더 측방으

나타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입

로 위치한 구개범장근의 건막(tensor aponeurosis)과 상

천장내 근육성형술은 점막하 구개열 환자에게서 과비음을

인두 수축근까지 박리되어야 구개범거근의 정상적인 해부

야기할 수 있는 구개범거근의 비정상적 분리를 교정할 수

15

학적 재배열 및 기능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연

있는 유용한 수술적 방법이다. 점막하 구개열은 조기 발견

구개내 근육성형술을 시행할 때에는 구개범거근의 광범

및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쉽게 확진할 수 있는

위한 박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증례보고에

진단방법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수술적 치료

7

서는 Sommerlad 등 이 적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비정상

후의 증상 지속에 따른 부가적인 언어치료나 인두성형술

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구개범거근을 광범위하게 박리하고

의 필요성 및 이상적인 수술 시기에 대하여 장기간의 추적

(radical dissection), 정중부에서 접합시켜 봉합하는 입천

관찰에 근거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장내 근육성형술을 적용하였다. 수술용 현미경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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